
사랑의 상처를 안고 제주도에 온 서울 남자와

사랑을 기다리면서도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늘 거리두기를 해온 제주도 여자가 만들어내는

4박 5일간의 느리고 조심스런 사랑 여행기.    

기업 샐러리맨인 태희(장동건)는 어느날 문득 친구로부터 받은 그림엽서에

이끌려 제주도행 비행기를 탄다. 제주공항, 관광 가이드인 서(고소 )는 고

객의 지갑을 훔쳐간 소매치기를 쫓던 중 태희의 도움을 받게 되고, 둘 사이에

는 호감이 싹튼다.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는 태희와 관광객들을 가이드하던

서의 계속되는 우연한 마주침은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태희의 제안으로

산굼부리에서도깨비도로까지제주도의‘느낌있는’이곳저곳을함께여행하

던 두 사람은 약간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날, 서와 태희는 추

자도행 배에 오르지만, 거기서 우연히 옛 애인을 만나게 된 태희는 갑자기 행

선지를마라도로바꾼다. 하지만태희의착찹한표정을본 서는태희에게자

신의마음을고백하게되고둘은밝아오는해를뒤로하고키스를한다.  

연풍연가



여행지란 언제나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자신도모르게감정이마구풀어헤쳐질수

도, 반 로흩어져뒤엉켜있던생각들이한곳으로모

여들기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일상으로 되돌

아왔을때그기억들은제자리를찾아재빨리추억속으로미

끄러져 들어가곤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늘 떠나기 위해

찾는곳에머물러있어야하는자에게는추억이란결국상실을

의미할수도있다. 태희. 그에게는중풍에걸린아버지로인해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진 경험이 있다. 시간이 꽤 흘 건만 여

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그는 잠시나마 일상의 굴레를 빠져

나오기위해제주도를찾는다. 서. 관광가이드인그녀는제

주도에 막 도착한 태희와 우연히 만나고 호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에게 가까이 가려는 의지와 함께 그녀의 마음 속에

번져나가는생각은그역시떠나버릴것이라는두려움이다. 그

래서 제주도 여행객이면 모두들 거쳐가는 서귀포에서 중문단

지까지의‘한붓그리기’코스를 마다하고 제주도의‘느낌 있

는’이곳저곳을 여행하던 태희와 서는 서로에게 조금씩 아

주느리게감정을열어놓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사이에

놓여 있는 망설임의 순간들은 4박 5일의 예정된 시간 속에서

언제나아슬아슬하게비껴나가고있는지도모른다. 

그런까닭에서로의다른위치때문에벌어지는괴리감은아

마도 박 감독의 데뷰작 <연풍연가>가 지난 1년 동안 성공

을거두었던일련의멜러드라마들과궤를같이하면서도차별

을 이루는 지점일 것이며, 마치 태희와 서의 마지막 여정인

마라도가그들의내 한마음속의여행을축약지도와같이보

이는 11월 8일의 촬 은 아마도 그의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

일 것이다. 상처받기 싫어‘육지’남

자들에게 거리두기를 해왔던 서가

태희에게“더 이상 추억 속의 상자로

남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게 될 이

날촬 에서중심을이루는건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인물들의 반응 자체인 것처

럼 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희와 서가 모닥불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설정 쇼트에 이어‘완벽하

게 단조로운’쇼트/리버스 쇼트로만 찍혀진 데에는 어떤 이유

가있는것같았다. “이 화는명백히제주도라는장소에기

어서찍는 화다. 하지만다들생각하는것처럼멋진해변, 아

름다운두남녀, 이런식이아니라약간은그기 를틀어갔으

면한다. 오늘찍은장면은특히서로어떤반응을보이는가가

중요했다. 그래서 카메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걸듣고있는사람의반응들을따라간것이다.”결국서로의마

음속에깊이다가가게된두사람이키스를하는사이떠오른

해를마지막으로그날예정분량을다마친<연풍연가>는현재

70퍼센트정도의촬 을완료하 으며, 내년2월쯤개봉될예정

이다.

태희와 서의마지막여행지인마라도. 이곳에서그들은이여행이단지추억으로머무르지는않을것을확인한다.


